■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, 채택여부 및 실현방안 답변서 ■

(정당명 :

녹색당 인천시당

)

※ 분야구분 : 1. 정치주권 / 2. 경제주권 / 3. 환경주권 / 4. 교육주권 / 5. 문화주권
※ 채택여부 : 공약 채택여부 또는 기타 의견으로
분야 및 공약
①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위해 ‘특별행
정기관 이관’ 적극 추진

채택여부

실현방안
중소벤처기업청과

채택

비고
고용노동청,

해양수산청, 환경청 등의 기관
사무를 이양하여 지방분권 실현
지방정부의 국가공기업 경영권

1

②지역 소재 국가공기업에 대한 지방정부
의 경영권 참여 보장

채택

참여를 보장하고 항만공사 항만
위원 추천 및 사장 임명시 지방
정부의 협의권한 강화

③인천고등법원 설치 및 해사법원 본원 인
천 유치

사법 지방분권을 위해 인천고등
채택

법원 설치 및 해사분쟁 해결을
위한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

①항만‧공항‧경제자유구역 및 옹진‧강화, 수
도권 규제 제외

보류

규제 제외 후 난개발로 이어지
지 않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함
공항경제권에 대한 무분별한 개

②인천공항 허브화 위해 공항공사가 MRO,
공항경제권 개발 가능하도록 법 개정

보류

발에 반대함, 제2공항철도 건설
에 대한 철저한 예비타당도 조
사가 선행되어야함

2

균형발전에 대해 동의하나 자유
③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통
한 해양수도 인천 건설

무역지역 지정 이후 선박 및 물
보류

류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과
무분별한 건설 사업에는 대비가
필요함

④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광역 물류
도로 통행료 인하 대책 마련
①수도권이

사용하는

전력‧에너지‧쓰레기

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 해결

물류 경쟁력 제고 이후 따라올
보류

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등에 대
한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함
탈석탄로드맵 수립을 통해 영흥

채택

석탄화력발전을 2030년까지 조
기폐쇄, 재생에너지단지로 전환
상수원의 수질개선에 한정하는
것이 아니라 정부와 각 지방정

3
②물이용 부담금 폐지 및 안전한 수돗물
대책

채택

부가 함께 종합적인 물이용에
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개선을
위한 예산을 함께 마련하고 시
행해야할 것임

4

①국립인천해양대학 및 인천국립과학기술
원 설립

채택

해양도시인 인천에 맞춘 연구형
대학을

설립하고,

과학기술원

설립을 통해 전문 인재를 양성
하고 유치해야함
②인천소재 국가공기업의 인천소재 대학졸
업자 취업 역차별 제도 개선

인천소재 대학 졸업자가 역차별
채택

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
야함
수신료 환원 및 방송법 개선을

①인천지역 언론환경 개선 위해 KBS 수신
료 인천 환원 및 방송법 개정

통해 인천지역 언론환경 개선하
채택

고, 지방정부의 소식을 시민에
게 알리고 논평/해설할 수 있는

5

언론의 역할을 강화해야함

②해양문화도시 인천 위해 한국극지연구원
설립 및 제2쇄빙연구선 인천항 모항지정

극지연구소를
채택

극지연구원으로

격상하여 인천의 해양문화도시
적 면모를 강화할 수 있게함

